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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3-4 
     세션 2 이사야 3-4 장의 선두주자 메시지 

I. REVIEW	AND	OVERVIEW	(ISA.	2-4)		

복습과 개요 (사 2-4 장)	

A. Isaiah	prophesied	about	God’s	glory	in	Jerusalem	(Isa.	2:1-5),	then	described	Jerusalem	in	his	day	(2:6-
4:1)	having	negative	spiritual	(2:6-11)	and	social	conditions	(3:1-23)	resulting	in	the	“Day	of	the	Lord”	
judgments	(2:12-22;	3:24-4:1).	God’s	glory	will	be	openly	manifested	in	Jerusalem	when	Jesus	returns	
(4:2-6).	Israel	will	fulfill	her	destiny	in	2:2-4	after	she	is	disciplined	in	2:6-4:1	and	purified	in	4:2-6.	
The	Lord	revealed	His	glorious	purpose	to	Israel	to	motive	them	to	obey	Him.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예언하고 (사 2:1-5)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였던 그가 살던 때의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했다 (2:6-4:1).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4:2-6). 이스라엘은 이사야 2:6-4:1	에서	징계받고 4:2-6	

에서	정결하게	된	후에	자신의	부르심을	2:2-4 에서 성취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분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그	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드러내셨다.		

B. The	themes	in	Isaiah	2-4	include	God’s	salvation	and	judgment	of	Israel	at	the	end	of	the	age.	These	
were	partially	fulfilled	when	God	disciplined	Israel	through	the	Assyrian	invasion	(721	BC)	and	the	
Babylon	captivity	(606-536	BC),	followed	by	a	period	of	restoration	in	536	BC	under	Zerubbabel.		
	

이사야서 2-4 장의 주제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포함한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앗수르 침략 (주전 721 년) 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 

(주전 606-536) 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주전 536 년에 스룹바벨 밑에서 회복하는 기간을 

거치게 하셨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C. Premise:	What	occurred	in	these	periods	will	be	surpassed	in	the	end	times	in	terms	of	the	intensity		
of	man’s	sin	and	God’s	judgment	in	both	Israel	and	Gentile	nations	(Dan.	8:23:	12:1,	7;	Mt	24:21).		
	

전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강도 면에서 능가하게 될 것이다(단	8:23:	12:1,	7;	마 24:21).	

‘’21For	then	there	will	be	a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occurr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	nor	ever	will.	(Mt.	24:21)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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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Jerusalem	in	the	past	is	a	picture	that	gives	understanding	of	how	God	will	deal	with	Israel	and	the	
nations	in	the	end	times.	Many	prophecies	have	a	double	fulfillment	or	two	stages	of	fulfillment.		
	

과거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실 지에 대한 

이해를 주는 표본이다. 많은 예언들은 이중 성취 또는 두 단계의 성취로 이루어 진다.  	

E. Throughout	Isaiah	2:6-4:1,	there	is	an	interplay	between	the	judgment	on	Israel	by	Assyria	and/or	
Babylon	and	the	judgment	on	Israel	and	the	Gentile	nations	in	the	Great	Tribulation.		
 

이사야서 2:6-4:1 을 통해 보면,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대 환난에는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 사이의 상호 작용이 있다. 	

1. Judah’s	conflict	with	the	Assyrian	Empire	is	the	historical	context	to	some	of	the	conflicts	and	
judgments	set	forth	in	Isaiah	1-37,	especially	related	to	the	sin	of	King	Ahaz	(2	Chr.	28).	
	

유다와 앗수르 제국과의 갈등은 특히 아하스 왕의 죄와 관련이 있는 이사야 1-37 장에 

나오는 갈등과 심판의 역사적 맥락 안에 있다 (역하 28 장). 	

2. Israel’s	sin	was	in	her	attitude	and	actions	toward	Assyria	and	Babylonia,	the	great	civilizations	
of	that	day.	Her	desire	for	security	and	wealth	led	her	to	imitate,	assimilate,	and	trust	in	ungodly	
nations	(Syria,	Assyria,	Babylon,	etc.).	This	parallels	the	attitudes	and	actions	that	will	lead	Israel	
and	the	nations	to	reject	the	Lord	and	embrace	Harlot	Babylon	systems	(Rev.	17-18).			
	

이스라엘의 죄는 그 시대에 위대한 문명이었던 앗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부에 대한 열망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나라 (시리아, 앗수르, 

바벨론 등)을 모방하고 동화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님을 

거부하고 음녀 바벨론 제도를 받아들이게 할 태도와 행동을 비유한다 (계 17-18). 	

F. Isaiah	spoke	to	his	generation	(2:6-9)	and	to	the	end-time	generation—day	of	the	Lord	(2:12-21).		
	

이사야는 그가 살던 세대와 마지막 때의 세대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다 (2:12-21).	
	
12The	day	of	the	LORD…shall	come	upon	everything	proud…19They	shall	go	into…caves…	[to	hide]	
from	the	terror	of	the	LORD…when	He	arises	to	shake	the	earth	mightily…	(Isa.	2:12,	19)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19 사람들이	[숨기위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사야	2: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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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n	the	final	generation	of	natural	history,	the	Lord	will	arise	to	shake	the	earth	mightily	(Heb.	12:26-27;	
cf.	Isa.	2:10,	19,	21;	13:13;	29:6;	Ezek.	38:19;	Hag.	2:6,	21;	Zech.	14:4-5;	Mt.	24:7;	Mk.	13:8;	Lk.	21:11;	
Heb.	12:26-27;	Rev.	6:12-14;	8:5;	11:13,	19;	16:18-20).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 주님은 이 땅을 강력하게 흔들어 놓으시기 위해 일어 나실 것이다 (히	

12:26-27;	사	2:10,	19,	21;	13:13;	29:6;	슥.	38:19;	학	2:6,	21;	슥	14:4-5;	마	24:7;	막	13:8;	눅	21:11;	히	

12:26-27;	계	6:12-14;	8:5;	11:13,	19;	16:18-20 을 참조하라).	

26…He	has	promised,	saying,	“…I	shak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heaven.”	(Heb.	12:26)		
	

26…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26) 
	

II. ISAIAH	3:	A	WINDOW	INTO	THE	SIN	AND	JUDGMENT	AT	THE	END	OF	THE	AGE		

이사야 3 장: 마지막 시대의 죄와 심판의 창	

A. The	judgments	on	Israel	in	Isaiah	3	were	partially	fulfilled	when	God	disciplined	Israel	through	the	
Assyrian	invasion	(721	BC)	and	the	Babylon	captivity	(606-536	BC).	These	periods	of	sin	and	judgment	
are	“windows”	into	the	sin	and	judgment	of	Israel	and	the	Gentiles	in	the	end	times.	이스라엘 3 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앗수르 침략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죄와 심판의 시기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창” 이 된다. 	

B. Isaiah	3:1-9	prophesied	the	removal	of	Jerusalem’s	food	supply	and	its	leadership	(3:1-3)	and	the	
breakdown	of	their	social	order	due	to	incompetent	leaders	(3:4-7).	Some	of	this	occurred	after	
Hezekiah	revolted	against	Assyria	in	701	BC	and	in	context	to	the	invasion	of	Babylon	in	586	BC.	
	

이사야서 3 장 1-9 절은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과 그 리더십이 제거될 것과 (3:1-3) 무능한 

지도자들로 인한 사회 질서의 붕괴를 예언했다 (3:4-7). 이 중 일부는 히스기야가 주전 701 년에 

앗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주전 586 년에 바벨론의 침략과 관련하여 일어 났다. 
	
1For	behold,	the	Lord,	the	LORD	of	hosts,	takes	away	from	Jerusalem…the	whole	supply	of	
bread…2The	mighty	man	and	the	man	of	war,	the	judge	and	the	prophet…and	the	elder…	
4“I	will	give	children…to	rule	over	them.	5The	people	will	be	oppressed,	every	one	by	another		
and	every	one	by	his	neighbor;	the	child	will	be	insolent	toward	the	elder…	(Isa.	3:1-5)	
	

1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4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5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사야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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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saiah	3:1-4:6	prophesies	the	fate	of	Jerusalem	in	context	to	the	“day	of	the	Lord”	judgments.		
Isaiah	3	is	connected	to	2:22	by	the	explanatory	“for”	in	3:1	and	the	“day	of	Lord”	theme	(2:12-21)	that	
is	often	stated	simply	as	“in	that	day”	(2:11,	20;	3:7,	18;	4:1,	2).		
	

이사야서 3 장 1 절 부터 4 장 6 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맥락에서 예루살렘의 숙명을 

예언한다. 이사야서	3 장은	3 장	1 절의	“위한”	과	“그	날에”	로	자주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	의	

주제에(2:12-21)		대한	설명으로	2 장	22 절에	연결된다.			

D. The	root	cause	of	their	social	chaos	and	divine	judgment	is	their	bold	and	shameless	words	and	deeds	
against	the	Lord,	provoking	Him	with	their	blatant	sin	done	even	in	the	public	square	(3:8-9).		
	

이 사회적 혼란과 거룩한 심판의 근본적 원인은 주님을 대항하는 대담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말과 

행동들이며 이것은 심지어 공공 광장에서 그들의 뻔뻔스러운 죄를 드러냄으로 주님을 도발하는 

것이다 (3:8-9). 	

8For	Jerusalem	stumbled…because	their	tongue	and	their	doings	are	against	the	LORD…9and	they	
declare	their	sin	as	Sodom;	they	do	not	hide	it…13The	LORD	stands	up	to	plead,	and	stands	to	judge	
the	people.	14The	LORD	will	enter	into	judgment	with	the	elders	of	His	people…									(Isa.	3:8-14)	
	

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9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13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 (이사야 3:8-14) 	

E. Isaiah	prophesied	God’s	judgment	on	the	rebellious,	arrogant	women	in	Jerusalem	(3:16-4:1).		
He	pictured	them	as	losing	their	beauty	(mentioning	21	personal	adornments	in	3:18-23),	privileges	
(identifying	five	in	3:24),	and	their	male	family	members	(by	death	in	context	to	war;	3:25)	thus		
losing	the	providers	and	defenders.	The	“daughters”	personified	both	men	and	women	in	Jerusalem.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반역하고	거만한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	(3:	16-4:	1).	

그는	그들의	아름다움	(3	:18-23 에서의	21	가지	개인	장식	언급),	특권	(3:24 의	5 가지	식별),	남성	

가족	(전쟁과	관련하여	죽음으로;	3:25)을	잃어	버렸고	그러므로	공급자와	수비수를	잃어	버렸다고	

묘사했다.	"딸들"은	예루살렘의 남녀 모두를	인격화한 것이다.	

16…“Because	the	daughters	of	Zion	are	haughty,	and	walk	with…wanton	eyes…18In	that	day	the	
Lord	will	take	away	the	finery	[their	beauty]…25Your	men	shall	fall	by	the	sword	[war]…4:1And		
in	that	day	seven	women	shall	take	hold	of	one	man,	saying,	“We	will	eat	our	own	food	and	wear	
our	own	apparel;	only	let	us	be	called	by	your	name,	to	take	away	our	reproach.”	(Isa.	3:16-4:1)		
	

16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18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그들의 아름다움]25 너희	장정은	칼에 

[전쟁],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4:1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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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이사야	 1:4-61:3 ) 

15to	execute	judgment	on…all	the	harsh	things	which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	
(Jude	15)		
	

15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15)  

F. Isaiah	4:1	describes	the	most	graphic	aspect	of	the	coming	judgment—a	war	resulting	in	an	
unprecedented	death	toll	of	men	so	that	the	ratio	of	women	to	men	would	be	7	to	1.		
 

이사야서 4 장 1 절은 다가오는 심판을 가장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전례 없는 사망자를 초래하는 

전쟁으로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7 대 1 이 될 것이다. 	

G. So	many	men	would	die	that	women	would	be	desperate	for	male	companionship	and	support.		
The	judgments	were	enacted	by	the	Assyrians	and	Babylonians,	but	the	phrase	“in	that	day”	
anticipates	the	Great	Tribulation	which	includes	God’s	end-time	judgment	on	Israel	and	the	nations.		
	

많은 남성들이 죽을 것이고, 여성들은 남성의 동반자 관계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다. 

심판은 앗수르인들과 바벨론인들에 의해 일어 났지만, “그 날에” 라는 구절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포함하는 대 환난을 예측한다. 	

III. JESUS’	BEAUTY	WILL	BE	OPENLY	MANIFESTED	IN	JERUSALEM	(ISA.	4:2-6)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히 보여질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A. Isaiah	2:1-4:6	is	one	unit	of	Scripture	that	begins	with	a	hopeful	promise	of	God’s	glory	being	
manifested	in	Jerusalem	(2:2-5),	followed	by	the	“day	of	the	Lord”	end-time	judgments	that	were	
partially	fulfilled	in	ancient	Israel	(2:6-4:1),	and	ending	with	another	promise	of	God’s	glory	being	
manifest	in	Jerusalem	in	a	great	way	(4:2-6).	
	

이사야서 2 장 1 절에서 4 장 6 절은 성경 중 하나의 메시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약속으로(2:2-5)	시작하여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여호와의 날” 

이라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중간에 들어 가고 2:6-4:1),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 

리라는 또 다른 약속으로 끝난다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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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salvation	oracles	in	this	biblical	unit.		
Isaiah	2	highlights	the	coming	of	the	Gentile	nations	to	Jerusalem	to	learn	God’s	ways	(2:1-5).	
Isaiah	4	focuses	on	Jesus’	beauty	being	seen	as	He	purifies	a	remnant	in	Jerusalem	(4:2-6).		
	

이 성경적 한 메시지를 보면, 두 구원의 말씀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사야서 2 장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강조한다(2:1-5). 이사야서 

4 장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2-6). 	

2. These	promises	were	made	to	the	people	of	Jerusalem	to	help	them	choose	between	exalting	
themselves	or	exalting	God.	An	increasing	measure	of	the	kingdom	trends	in	4:2-6	are	being	
manifested	in	this	age,	leading	to	fullness	in	millennial	kingdom.	
	

이런 약속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신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이사야서 4 장	2 절 에서 6 절에 나온	왕국의	증가하는	척도의 경향은 이	

시대에	나타나서	천년	왕국에서	충만하게	이어진다.	

B. The	beauty	of	Jesus	will	be	displayed	in	His	Person	and	leadership	in	the	end	times	(Isa.	4:2).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마지막 때에 그 분의 성품과 리더십에서 보여질 것 이다 (사 4:2). 	

2In	that	day	the	Branch	of	the	LORD	[Messiah]	shall	be	beautiful	and	glorious;	and	the	fruit	of	the	
earth	[vegetation]	shall	be	excellent	and	appealing	for	those	of	Israel	who	have	escaped.		(Isa.	4:2)	
	

2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채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 4:2) 	

1. In	that	day:	This	is	the	7th	time	this	phrase	occurs	in	this	section	from	2:1-4:6	(2:11,	12,	20;	3:7,	
18;	4:1,	2).	These	phrases	(3:18;	4:1,	2)	speak	to	the	same	time	frame	in	the	generation	the	Lord	
returns	when	judgment	and	salvation	come	to	earth	in	an	unprecedented	measure.		
 

그 날에: 그날이라는 문구는 이사야서 2 장 1 절에서	4 장 6 절에서 일곱 번 나온다. 이 

문구는 전례 없는 척도로 심판과 구원이 이 땅에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대와 동일한 

시기를 말한다. 	

2. Branch	of	the	Lord:	This	title	speaks	of	Jesus	(Isa.	4:2;	11:1;	Jer.	23:5;	33:15;	Ezek.	17:22-24;	
Zech.	3:8;	6:12).	As	the	Branch,	Jesus	is	the	Lord	(Isa.	4:2),	a	king	(Jer.	23:5-6),	a	servant	(Zech.	
3:8),	and	a	Man	(Zech.	6:12).	This	parallels	the	fourfold	picture	of	Jesus	in	the	gospels.	
	

여호와의 싹: 이 칭호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Isa.	4:2;	11:1;	Jer.	23:5;	33:15;	

Ezek.	17:22-24;	Zech.	3:8;	6:12). 예수님은 싹으로서 주님이시고 (사 4:2) 왕이시며 (렘 23:5-6) 

종 이자 (슥 3:8) 사람이시다 (슥 6:12).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그림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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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esus	the	Branch	shall	branch	out	progressively	(Zech.	6:12).	His	government	and	peace	shall	
increase	forever	as	He	orders	and	establishes	His	kingdom	(Isa.	9:7).		
	

싹이신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뻗어 가실 것이다 (슥 6:12). 그 분의 정사와 평강은 그 

분께서그 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심에 따라 영원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 9:7) 	
	
12…	Behold,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From	His	place	He	shall	branch	out…	
(Zech.	6:12)  
 

12…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스라랴 6:12)  

7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to	order	it	and		
establish	it	with	judgment	and	justice	from	that	time	forward,	even	forever.	(Isa.	
9:7) 
 

7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7:9 )  

C. Fruit	of	the	earth:	Under	Jesus’	leadership,	the	land	will	be	abundantly	productive	in	contrast	to	the	
famine	(3:1,	7;	Rev.	6:5-6).	The	fruit	of	the	land	is	an	important	aspect	of	prophetic	Scriptures	related	
to	Israel	(Isa.	60:13;	61:11;	Ezek.	34:25-27;	Hos.	3:21-22;	Amos	9:13-14).	It	is	in	contrast	to	the	long	
years	of	war	and	famine	that	Israel	experienced	in	the	years	following	Isaiah’s	prophecy.		
	

땅의 소산: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서, 그 땅은 흉년	때와는	다르게	매우	비옥할	것이다	(3:1,	7;	계	6:5-

6).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적	구절들의	중요한	요소이다	(Isa.	60:13;	61:11;	Ezek.	34:25-

27;	Hos.	3:21-22;	Amos	9:13-14).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예언 다음 수 년 동안 경험했던 	

오랜 세월의 전쟁과 기근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1. The	Scripture	promises	that	the	land	of	Israel	will	be	like	the	garden	of	Eden	after	Jesus	returns	
to	rule	in	Jerusalem	(Isa.	35:1-8;	51:3;	Ezek.	34:29;	36:35;	47:6-12).		
	

성경은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 후에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 약속한다 (사	35:1-8;	51:3;	겔	34:29;	36:35;	47:6-12).	

2. Ezekiel	speaks	of	the	land	as	distinguished	from	the	nations	by	its	glory	(Ezek.	20:6,	15).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이 그 영광으로 열방과 구별되어 질 것이라 말한다 (겔 2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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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HE	BEAUTY	OF	JESUS—IN	HIS	PERSON	AND	LEADERSHIP	(ISA.	4:2)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 분의 인품과 리더십에 보여지는 (사 4:2)	

A. The	beauty	of	the	King	will	be	seen	in	His	Person	and	leadership	(4:2).	Isaiah	emphasized	that	the	
beauty	of	the	Messiah	would	be	seen	in	context	to	His	end-time	leadership	(4:2;	28:5;	33:17).		
	
왕의 아름다우심은 그 분의 인품과 리더십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4:2). 이사야는 메시아의 

아름다우심이 그 분의 마지막 때의 리더십과 관련되어 보여지게 될 것을 강조했다 (4:2;	28:5;	
33:17).	

17Your	eyes	will	see	the	King	in	His	beauty…	(Isa.	33:17)		
	

17 너의	눈은	그	영광[아름다움]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이사야	33:17)		

5In	that	day	the	LORD	of	hosts	will	be…a	diadem	of	beauty	to…His	people…	(Isa.	28:5)		
	

5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 28:5)�		

6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Prince	of	Peace.	(Isa.	9:6)		
	

6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이사야 6:9 )	 

7…I	will	shake	all	nations,	and	they	shall	come	to	the	Desire	of	All	Nations	[Jesus]…	(Hag.	2:7)		
	

7 또한	만국을	진동시 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 [갈망, 예수님] 가	이르리니	… (학개 2:7)		

B. Psalm	45	is	the	Father’s	song	about	Jesus’	beauty	(Heb.	1:8).	Jesus	will	be	openly	seen	as	the	One	more	
beautiful	than	all	others	in	context	to	His	activity	when	He	destroys	the	Antichrist’s	armies		
as	He	approaches	Jerusalem	at	the	end	of	the	Armageddon	campaign	(Ps.	45:3-5;	Rev.	19:11-21).		
The	Father	commissioned	Jesus	to	gird	His	sword	to	remove	the	wicked	kings	of	the	earth	(45:3).	
 

시편 45 편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다 (히 1:8).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며 적 그리스도 군대를 멸하시는 문맥에서 볼 때에 그 

분은 그 어떠한 것 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 분으로 공공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시	45:3-5;	계	

19:11-21).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 땅의 악한 왕들을 없애기 위해 칼을 차라고 명령하셨다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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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y	heart	is	overflowing…I	recite	my	composition	concerning	the	King	[Jesus]…2You	are	fairer	
[more	beautiful]	than	the	sons	of	men…3Gird	Your	sword	upon	Your	thigh,	O	Mighty	One…�
4In	Your	majesty	ride	prosperously	because	of	truth,	humility,	and	righteousness…5Your	
arrows	are	sharp	in	the	heart	of	the	King’s	enemies;	the	peoples	[nations]	fall	under	You.	(Ps.	
45:1-5)		
	

1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2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3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열방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편45:1-5)		

C. Jesus’	second	coming	will	be	in	context	to	a	military	conflict	around	Jerusalem.	His	plan	is	to	replace	
the	evil	leadership	of	the	earth	in	one	hour	and	establish	a	new	world	order.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 주변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될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이 땅의 악한 

리더십을 제거하고 새 세계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다. 	

19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	make	war	against	Him	[Jesus]…20The		
Beast	[Antichrist]	was…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21The	rest	were	killed	with	the	sword…	(Rev.	
19:19-21)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예수님] 그의 군대로 

더불어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짐승이 [적그리스도] 잡히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 (요한계시록 19:19-21) 	

D. The	biblical	end-time	storyline	is	about	the	glory	of	Jesus	and	His	plan	to	transition	the	earth	to	the	age	
to	come.	It	is	not	a	doomsday	prophecy	about	the	end	of	the	world,	but	a	glorious	love	story	of	Jesus	
ushering	in	a	new	world	order.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은 이 땅을 다가올 세상으로 전환하시는 예수님의 영광과 

계획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새 세계 질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 이야기 이다. 	

E. It	describes	the	end	of	the	dark	night	of	Satan’s	oppression	of	the	human	race	and	the	dawning		of	Jesus’	
new	day	as	He	returns	to	rule	all	nations	with	His	people,	to	destroy	the	Antichrist’s	empire,	remove	
sin	from	the	planet,	and	fill	it	with	God’s	glory.	
	

이것은 사단의 억압으로 인한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열방을 그 분의 백성들과 

통치하시고 적 그리스도 제국을 파멸하시며 이 땅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새 날의 시작을 묘사한다. 	

mihwachang


mihwachang




Forerunner	Study	Track: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1-45	–	MIKE	BICKLE	
Session	2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3-4		 Page	10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ihopkc.org	
Free	Teaching	Library				mikebickle.org	

F. When	we	understand	the	end	times	in	the	way	God	intended,	we	see	the	beauty	of	Jesus’	leadership.	
Seeing	the	biblical	“beauty	narrative”	is	a	litmus	test	for	interpreting	the	150	chapters	rightly.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해할 때, 예수님의 리더십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성경적인 “아름다운 이야기” 는 마지막 때에 관한 150 장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척도가 된다. 	

1. When	we	do	not	see	beauty	in	the	biblical	end-time	narrative,	it	means	we	have	the	wrong	
perspective.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2. If	we	think	mostly	of	doom	or	gloom,	we	must	allow	the	Spirit	to	help	us	re-align	our	perspective.		
	

우리가 대부분 비관적이고 어두운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다시 재 

정립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 	

V. THE	BEAUTY	OF	JESUS—SEEN	IN	RESCUING	THE	REMNANT	(ISA.	4:3)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남은 자들의 구원에서 보여지는 (사 4:3)	

A. The	beauty	of	the	King	will	be	seen	in	how	He	rescues	the	remnant	of	Israel	(Isa.	4:3).	
	

왕의	아름다우심은	그 분이ㅜ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지에서 보여질 것이다 (사 

4:3).	

2…for	those	of	Israel	who	have	escaped.	3And…he	who	is	left	in	Zion	and	remains	in	Jerusalem	will	
be	called	holy—everyone	who	is	recorded	among	the	living	in	Jerusalem.	(Isa.	4:2-3)	
	

2…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  4:2-3) 	

B. Escaped:	Isaiah	introduces	what	I	refer	to	as	the	resisters	(4:2-3)—the	unsaved	survivors	(Jews	and	
Gentiles)	of	the	Great	Tribulation	who	refused	to	worship	the	Antichrist.	The	Scripture	refers	to	them	
as	“those	who	are	left”	or	“who	remain”	(Isa.	4:3;	10:20;	11:11,	16;	49:6;	65:8;	66:19;	Jer.	31:2;	Ezek.	
20:38-42;	36:36;	39:9-10;	Dan.	12:1;	Amos	9:9-10;	Joel	2:32;	Zech.	9:7;	12:14;	13:8;	14:	16).	They	will	
have	an	opportunity	to	be	converted	after	Jesus	returns	and	then	populate	the	millennial	earth.	
	

피난한 자: 이사야는 내가 저항 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소개하는데	(4:2-3), 이들은 대 환난 

동안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생존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다. 

성경은 이들을 “남아 있는 자” 혹은 “머물러 있는 자” 라고 말한다 (사	4:3;	10:20;	11:11,	16;	49:6;	

65:8;	66:19;	예	31:2;	겔	20:38-42;	36:36;	39:9-10;	단	12:1;	암	9:9-10;	Joel	2:32;	슥	9:7;	12:14;	13:8;	14:	

16).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고 천년 왕국에 거주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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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Zion:	Zion	and	Jerusalem	are	used	throughout	Isaiah	as	synonyms	(Isa.	2:3;	4:3-4;	31:4-5,	9;	33:20;	
40:9;	41:27;	52:1;	64:10,	etc.).	Zion	is	the	mountain,	and	Jerusalem	is	the	city	in	proximity	to	it.	

시온: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사	2:3;	4:3-4;	31:4-5,	9;	33:20;	

40:9;	41:27;	52:1;	64:10,	등.). 시온은 산이고 예루살렘은 그 근처에 있는 성이다. 	

D. Holy:	An	unholy	people	will	become	holy	to	show	the	strength	of	God’s	grace	and	mercy.	They	will	
become	holy	by	partaking	of	the	beauty	freely	imparted	to	them	by	Jesus	(Isa.	61:3).	His	purpose	for	
judgment	is	salvation.	The	message	is	that	no	one	is	hopeless	or	out	of	the	reach	of	radical	
transformation.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아름다움에 참예함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사 61:3). 

주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구원이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고 누구나 급진적으로 

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한다. 	

E. Recorded:	The	book	contains	the	names	of	persons	chosen	by	God	to	survive	the	Great	Tribulation.	
Daniel	referred	to	a	book	with	the	names	of	those	who	would	survive	in	the	end	times	(Dan.	12:1).		
To	survive	the	calamity	is	no	accident,	but	it	is	according	to	God’s	sovereign	purpose.	
	

녹명된(기록된): 그 책에는 대 환난에서 살아 남도록 하나님께 선택 받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살아 남을 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언급했다. 환난에서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다. 	

VI. THE	BEAUTY	OF	JESUS—SEEN	IN	PURIFYING	THE	PEOPLE	AND	THE	CITY	(ISA.	4:4)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사람들과 도시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사 4:4)	

A. The	beauty	of	the	King	will	be	seen	in	how	He	purifies	the	people	and	city	of	Jerusalem	(Isa.	4:4).	
	

왕의 아름다우심은 그 분이 어떻게 그 분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지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사 4:4).	

4When	the	Lord	has	washed	away	the	filth	of	the	daughters	of	Zion,	and	purged	the	blood	of	
Jerusalem	from	her	midst,	by	the	spirit	of	judgment	and	by	the	spirit	of	burning…	(Isa.	4:4)	
	

4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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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shed	away	the	filth:	One	purpose	of	the	Great	Tribulation	judgments	is	to	wash	away	the	
filth	of	the	nations	and	daughters	of	Zion	(3:16-17).	The	apostle	John	spoke	of	Jerusalem	as	a	
“great	city”	because	of	its	prophetic	destiny,	but	when	Jesus	rescues	it	at	His	return,	Jerusalem	is	
called	Sodom	because	of	its	perversion	and	Egypt	because	of	its	oppression	(Rev.	11:8).		
	

더러움을 씻기시며: 대 환난 심판의 목적 중 하나는 열방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는 

것이다 (3:16-17).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그 예언적 숙명으로 인해 “큰 성” 이라 불렀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하실 때, 예루살렘은 그 도시의 타락으로 인해 소돔이라 

불리어 졌고 그 압제로 인해 애굽이라 불리어 졌다 (계	11:8).	

8And their dead bodies will lie in the street of the great city [Jerusalem] which spiritually is 
called Sodom [perversion] and Egypt [oppression], where also our Lord was crucified.  
(Rev. 11:8)  
 

8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예루살렘]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타락]이라고도 하고 애굽[압제]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요한계시록 8:11 )  

2. Purged	the	blood:	The	Lord	will	cleanse	Jerusalem	of	blood	guilt	and	demonic	spirits.		
	

피를 정결케 하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를 흘리게 한 죄와 악한 영들로 부터 정결케 

하실 것이다. 	

1In	that	day	a	fountain	shall	be	opened	for…Jerusalem,	for	sin	and	for	uncleanness.	
2…I	will	also	cause…	the	unclean	spirit	to	depart	from	the	land.	(Zech.	13:1-2)  
 

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 

내가…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스가랴  13:1-2)   

3. The	spirit	of	judgment:	The	Lord	cleanses	by	the	spirit	of	judgment	and	the	spirit	of	burning.	
The	cleansing	is	done	by	the	Spirit	through	a	process	referred	to	as	“burning	and	judgment”—
that	is,	cleansed	“by	a	blast	of	burning”	which	destroys	everything	that	is	unclean	(Isa	1:31).	
	
심판하는 영: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정결하게 하신다. 정결케 됨은 

성령님에 의해 “불과 심판”으로 언급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것이다. 즉, 부정한 것을 

모두 파괴하는 “불타는 듯한 바람”에 의해 깨끗케 된다는 것이다 (사 1:31). 

33And	those	of	the	people	who	understand	shall	instruct	many;	yet	for	many	days	they	shall	
fall	by	sword	and	flame…35Some	of	those	of	understanding	shall	fall	[martyrdom],	to	refine	
them,	purify	them,	and	make	them	white,	until	the	time	of	the	end…	(Dan.	11:33-35)  
 

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순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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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다니엘  53-33:11 )  

4. Purged:	The	blood	spilled	on	the	land	includes	the	martyrs,	the	causalities	of	war,	and	the	
shedding	of	innocent	blood—including	how	King	Ahaz	and	King	Manasseh	burned	children	in	
the	fires	according	to	the	abominations	of	the	nations	(2	Chr.	28:3;	2	Chr.	33:6).	
	

정결케 하심: 순교자와 전쟁 사망자 그리고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열국의 가증 한 일들을 

본 받아 아이들을 불에 태운 것을 포함한 무고한 자들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다 (대하 28:3, 

대하 33:6). 	

VII. THE	BEAUTY	OF	JESUS—SEEN	IN	THE	CANOPY	OVER	THE	CITY	(ISA.	4:5-6)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 도시를 덮으심에서 보여지는 (사 4:5-6) 	

A. The	beauty	of	the	King	will	be	seen	in	the	canopy	of	His	glory	(Isa.	4:5).	A	canopy	(Heb.	chuppah)	was	
commonly	used	in	wedding	ceremonies	as	a	marriage	chamber	(Ps.	19:6;	Joel	2:16).	Here	it	is	a	
declaration	of	the	consummation	of	the	covenant	of	marriage	with	full	access	to	His	presence.		
	

왕의 아름다우심은 그 분의 영광의 덮으심에서 보여질 것 이다 (사 4:5). 덮개 (히브리어 훕파)는 

흔히 신방으로써 결혼을 축하하는데 사용되어 졌다 (시	19:6;	욜	2:16). 여기서 덮으심은 그분의 

임재로 온전히 나아가는 결혼 언약의 완성에 대한 선언이다. 	

5Then	the	LORD	will	create	above	every	dwelling	place	of	Mount	Zion,	and	above	her	assemblies,		
a	cloud	and	smoke	by	day	and	the	shining	of	a	flaming	fire	by	night.	For	over	all	the	glory	there	
will	be	a	covering	[wedding	canopy].	(Isa.	4:5)	
	

5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 [결혼 덮개] 을	덮으실	것이며	(이사야	 �)5:4 		

B. God	led	Israel	in	the	days	of	Moses	using	a	pillar	of	cloud	by	day	and	a	pillar	of	fire	at	night	(Ex.	
13:21)—it	was	a	symbol	of	His	presence,	care,	guidance,	and	commitment	to	be	their	God	in	covenant	
relationship.	Jesus	Himself	will	lead	Israel	and	the	nations	in	contrast	to	the	failure	of	leadership	in	
Isaiah’s	day	(3:2-7).	The	cloud	covered	the	tabernacle	(Ex.	40:34).	The	cloud	was	confined	to	the	Holy	
of	Holies.	The	time	will	come	when	it	will	appear	over	all	of	Mount	Zion.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셨다 (출 13:21). 이것은 주님의 임재, 돌보심, 인도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헌신에 관한 상징이다. 예수님 스스로 이사야 시대의 실패한 리더싶과 

대조되도록 이스라엘과 열방을 이끄실 것이다 (3:2-7).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출 40:34). 그 구름은 

지성소에 한정되었다. 이것이 시온 산 전체에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21And	the	LORD	went	before	them	by	day	in	a	pillar	of	cloud	to	lead	the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as	to	go	by	day	and	night.	(Ex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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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출애굽기	13:21)	

C. Above:	The	Lord	will	release	His	glory	above	every	dwelling	place	and	worship	assembly	in	Mount	
Zion.	Mount	Zion	will	be	a	plain	that	is	40	miles	in	diameter,	leveled	and	elevated	(Zech.	14:10).	God’s	
presence	will	not	be	limited	to	a	building,	but	will	be	like	a	canopy	over	all	Zion	(Isa.	60:1-3).	The	New	
Jerusalem	will	come	down	to	the	earth	(Rev.	3:12;	21:2,	10).			
	

위에: 주님께서는 그 분의 영광을 시온 산 위에 거주하는 모든 곳과 예배하는 모든 곳 위에 부으실 

것이다. 시온 산은 지름이 64 킬로미터인 평평하고 높은 평원이 될 것이다 (슥 14:10).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 안에 제한되지 않고 시온 땅 전체를 덮개처럼 덮을 것 이다 (사 60:1-3).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계 3:12; 21:2, 10).	

1…and	the	glory	of	the	LORD	is	risen	upon	you.	2For	behold,	the	darkness	shall	cover	the	earth…	but	
the	LORD	will	arise	over	you	[Jerusalem],	and	His	glory	will	be	seen	on	you.	3The	Gentiles	[nations]	
shall	come	to	your	light,	and	kings	to	the	brightness	of	your	rising.	(Isa.	60:1-3)		
	

1…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예루살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1-3)		

D. The	beauty	of	the	King	will	be	seen	in	the	comfort	of	the	city	(Isa.	4:6).	Tabernacles	or	booths	in	the	
time	of	Moses	served	as	a	shelter	to	protect	Israel	from	the	elements—heat	and	rain.	
 

왕의 아름다우심은 그 성의 평안에서 보여질 것이다 (사 4:6). 모세 시대 때에 성막은 이스라엘을 

더위나 비와 같은 요소들에서 보호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했다.	

6And	there	will	be	a	tabernacle	for	shade	in	the	daytime	from	the	heat,	for	a	place	of	refuge,	and	
for	a		shelter	from	storm	and	rain.	(Isa.	4:6)		
	
6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6:4 )	

	
	

 
	


